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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옷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3개중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옷은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디자인과 다양한 색채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람은 형태보다 색채를 강하게 기억하므로1 색채가 디자인, 재질 등 다른 요소보다 옷

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이미지 형성과 결점을 보완

하고자 더욱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찾기 위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다양한 색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색채를 찾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본 프로젝트는 패션 코디를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

하여 패션을 코디해 볼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색채 및 패션 감각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목표가 있다. 

 

l 세부 목표 

- 웹 페이지 디자인과 버튼 구현. 

- 웹캠을 이용한 스트리밍과 캡쳐 기능 구현. 

- 이미지의 특정 부분의 색을 변환화는 기능 구현 

- 구글 이미지를 Crawling할 수 있는 모듈 구현. 

- Crawling결과물 중 원하는 결과물만 걸러내는 algorithm 구현 

 

 

 

 

                                           
1 Lee, Mi-Sook, 패션 웹 사이트의 컬러 마케팅, Journal of Fahion Business Vol.7, No2, p.1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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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1. 웹페이지 구축 

장고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메인과 소개 탭은 간단히 이미지와 텍스트로만 

구성하고, 카메라와 옷 고르기 탭은 여러 모듈과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2. 메인 화면의 구성 

컬러 조화가 돋보이는 메인 화면과 함께 상단에 네 개의 탭을 만든다. 

 

각 탭은 메인, 소개, 카메라, 옷 고르기 탭이며 사용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탭을 클릭하

여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3. 전체 개발 구조 

전체적인 개발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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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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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카메라 탭 페이지에 들어갈 모듈을 구현한다. 웹캠 연결 및 캡쳐 기능을 구현

하고, 이미지를 조화로운 색상으로 변환시켜주는 컬러 하모니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진이 선택한 컬러 템플릿에 맞게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의상 색상 추출 및 변경 시 패턴이 들어간 의상이라면 패턴은 제외하고 색상을 변환하

게 된다. 

 

첫 번째 기능 구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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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코디 추천 페이지에 들어갈 모듈을 구현한다. 사용자가 옷과 분위기, 그리고 

컬러를 선택한다. 크롤링 모듈이 사용자의 선택에 맞는 코디 이미지를 찾고 그 이미지가 

맞는 결과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거쳐 웹 페이지에서 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연계 쇼핑몰의 메타데이터를 받아와서 연계 쇼핑몰에 그에 맞는 코디가 있다면 

쇼핑몰 링크를 연결한 후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기능 구현 예시 

 

2.2 수행내용 

2.2.1  디자인 선택 버튼 

사용자들이 검색할 확률이 높은 옷 디자인을 논의 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상의 

Top 

반팔 T-shirt, 나시 cami top, 긴팔티 long sleeved T-shirt, 후드티 hoody, 

목폴라티 roll neck, 셔츠 shirt, 맨투맨 sweatshirt, 블라우스 blouse 

하의 

Bottom 

바지 

청바지 jean pants, 슬랙스 Slacks, 레깅스 leggings, 

스키니 skinny pants / skinny jean 

반바지 short pants/ short jeans, 면바지 Cotton pants 

치마 테니스 스커트 tennis skirt, 청치마 denim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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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치마 leather skirt, 플레어 스커트 flare skirt, 

A라인 A line skirt, h라인 h line skirt  

외투 

Outerwear 

청자켓 demin jacket, 가죽자켓 leather jacket, 코트 coat,  

가디건 cardigan, 야상 field jacket, 자켓 blazer, 패딩 padded jacket 

원피스 

Dress 

스트라이프 stripe dress,  

체크 원피스 checked dress/ checked pattern dress, 

무지 one-color dress/ one-colored dress, 청원피스 denim dress 

뷔스티에 드레스 bustier dress 

 

분류된 옷 디자인을 사용자가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top, bottom, outerwear, 

dress의 4개의 상위 카테고리를 버튼으로 만들고 나머지 하위 카테고리는 상위 카테고리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형식으로 볼 옷 디자인을 볼 수 있게 구현하였다. 각 슬라이드는 

현재 옷 디자인 명칭 이미지가 슬라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고 캡션으로 옷 디자인 명칭

이 쓰여져 있다. 옷 디자인 명칭 이미지는 후에 옷 디자인을 간소화한 이미지가 들어갈 

예정이다. 

 

옷 디자인 선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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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위기 단어 워드 클라우드 

조원들끼리 논의 후 시범적으로 선정한 분위기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하였다. 

 

 

 

2.2.3  색 조합 선택 버튼 

 

 분위기와 관련된 색 조합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는 색을 가지고 있는 색 조

합을 선택해보았다. 상의/하의뿐 아니라 원피스 같은 경우도 고려하여 두 가지 색 조합으

로 구성된 버튼과 한 가지 색 조합으로 구성된 버튼을 만들었다. 

 

부드러운 + 정적인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Be in harmony 

팀 명  시그널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04-0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21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우아한 

아름답고 요염하며 온화한 느낌.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함. 

연핑크, 연회색, 연보라, 베이지. 

 

 

- 단정한 

클래식한, 그리운, 고풍스러운 관련 

갈색, 연갈색, 카키색, 회색, 고동색 + 검정.  

 

부드러운 + 동적인 

- 맑은 

산뜻한, 시원한, 상쾌한, 청결한, 투명한, 깨끗한, 순수한 관련 

하늘색, 연하늘색, 흰색, 민트색, 연베이지. 

  

 

- 스포티한 

활동적인, 통쾌한 관련 

빨강, 노랑, 검정, 파랑 등 쨍한 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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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 동적인 

- 화려한 

고운, 요염한, 매력적인, 섹시한 관련 

검정, 연분홍, 분홍, 핫핑크, 보라, 연보라, 자주색. 

  

 

- 강인한 

거칠고 사나운 남성적인 느낌. 

청록, 빨강, 검정, 회색, 갈색.  

 

 

딱딱한 + 정적인 

- 수수한 

검소한, 칙칙한, 나른한, 고상한 관련. 따뜻하고 자연스러우며 쓸쓸함. 회색 중심. 

카키, 연회색, 회색, 연갈색. ‘단정한’과 색 이름은 비슷하나 채도가 더 옅음. 

  

 

-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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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깔끔한, 냉정한 관련. 밝은 회색과 부분적으로 짙은 색. 도시적 이미지가 강함. 

남색, 연베이지, 연청록, 연하늘, 회색, 연회색, 카키색. 

 
 

 

 

2.2.4  웹캠을 통한 영상처리 

웹캠 연결 및 캡쳐 기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웹페이지 상에서는 웹캠 연결, 타이머에 맞

춘 캡쳐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웹페이지에서 웹캠 스트리밍 화면과 캡쳐 화면을 띄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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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olor Harmonization 

이미지의 색상을 변환시켜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진이 선택한 컬러 템플

릿에 맞게 변환된다. 현재 이미지의 원하는 구역에 원하는 색상으로 색을 변환할 수 있고 

선정한 모든 색 조합에 맞출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의상 색상 변화 알고리즘 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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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Crawling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크롤링의 목적은 구글 이미지 검색 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크롤링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파이썬의 BeautifulSoup, selenium 등의 모듈을 이용하여 구글 이미지 검색창을 원하는 검

색어로 입력후 스크롤을 자동으로 내리며 탐색하여 그 페이지의 Html 소스를 받아와서 이

미지 URL을 크롤링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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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한 이미지 URL들로 이미지를 다운받아 임의의 로컬 경로에 저장 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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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Crawling 결과물 확인 

Crawling 한 결과 이미지를 받아와서 인물의 전신 이미지만을 추출하고 상의, 하의를 구

분하여 각각의 주 색깔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우선 opencv의 classifier인 haarcascade를 이용하여 이미지에서 얼굴을 추출한다. 이 때 

얼굴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인 (a), (b), (c)를 걸러낸다. 

 

 

 

 

 

 

 

 

 

 

 

 

얼굴이 인식되면 전신에서의 얼굴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의와 하의를 추출하고 각각의 이

미지 폴더에 저장한다. 이미지 전체의 높이보다 (얼굴+상의+하의)의 높이가 큰 경우인 (d)

를 걸러내고 전신 이미지만을 추출한다. 

 

 

 

 

 

 

 

 

 

 

 

 

추출한 전신 이미지에 대해서 상의와 하의를 나누고, 상의 이미지에서 가운데 영역을 범

위로 지정하여 해당 범위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현한다. 해당 범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색의hue값을 추출한다. 

 

(d) 얼굴, 상의만 있는 경우 

( a ) 상의, 하의만 있는 경우 ( b ) 하의만 있는 경우 ( c ) 옷 아이템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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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hue값으로 해당 색상이 어떤 칼라에 해당되는지 구분한다. 무채색인 경우 추가적

인 구현이 필요하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 웹크롤링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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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획한 것은 이미지 파일을 크롤링 모듈로 크롤링을 해와서 DB서버에 저장한 후 

DB에서 그 이미지들을 결과 판단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 후에 결과로 나온 이

미지들을 DB서버에 다시 저장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웹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크롤링 결과를 DB에 저장해두고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마다 크롤링을 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

롤링을 할 때 이미지 파일을 크롤링 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의 URL만을 크롤링하기로 했고 

크롤링한 이미지들을 DB에 저장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결과 판단 알고리즘의 인풋으

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웹캠 연결 및 색상 변환 

 웹캠 연결 시 JpegCam이라는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호환 문제

가 있어 html5로 직접 구현하였다. 

       또한 색상 변환 모듈도 컬러 하모니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려 했으나, 단순히 선택 영

역의 hue값을 일정하게 바꿔주는 방법으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분위기 단어 워드 클라우드와 색 조합 버튼 연결 

분위기 단어 워드 클라우드와 해당 분위기에 맞는 색 조합들을 연결해준다. 워드 클라우

드에서 한 가지 분위기를 선택하면 해당 분위기에 속해있는 색 조합 버튼들이 출력된다. 

 

4.1.2  Color Harmonization algorithm 구현 

사용자가 사진을 찍은 후 분위기와 색 조합을 선택한다. 그 다음 사용자가 상하의 영역

을 선택해주면 색상 변환 모듈을 통해 해당 색 조합으로 상하의 색을 바꿔준다. 현재 사용

자가 상하의 영역을 선택한 후 그 데이터가 어떻게 넘겨줄 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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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회의를 거치고 구현한다. 

 

4.1.3  웹과 Color Harmonization algorithm 연결 

사용자가 사진을 찍은 후 고정된 경로의 로컬시스템에 이미지가 저장되면 해당 경로에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담긴 사용자의 의상 색상을 color 

harmonization algorithm을 통해 바꿔줄 수 있도록 Django 프레임워크에서 코드를 작성한

다. 

 

4.1.4  웹과 crawling 모듈 연결 후 결과 이미지 출력 

웹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를 crawling모듈이 받아서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검색

어로 crawling이 실행될 수 있도록 Django 프레임워크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4.1.5  Crawling결과 확인 algorithm 구현 

현재 결과 확인 algorithm은 얼굴 인식, 상의 인식, 하의 인식 그리고 상의의 주 색상 

추출(무채색 제외)까지 구현이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상의의 주 색상 추출을 무채색까지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이고 하의의 주 색상 추출도 하의 색상 추출 범위 지정 문제를 해결

한 후 구현한다. 

4.1.6  Crawling모듈 과 crawling결과 확인 algorithm 연결 

크롤링 모듈이 넘겨주는 output형식과 crawling결과 확인 algorithm이 넘겨받는 input파

라미터의 형식을 맞춰 줌으로써 crawling한 결과물을 결과 확인 알고리즘이 넘겨받아서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4.1.7  쇼핑몰 메타 데이터 제작 후 웹과 연결 

앞서 정의했던 카테고리 키워드, 분위기 키워드를 이용해 쇼핑몰 ‘블링앤블리’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쇼핑몰 메타 데이터를 제작한다. 웹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를 받아와서 

쇼핑몰 메타 데이터와 매칭한 후 해당 URL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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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Server에 프로젝트 코드 업로드 

외부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현한 프로젝트 코드를 

git을 통해 server에 업로드 한 후 어디서든 server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5 고충 및 건의사항 

5.1 Crawling결과 확인 algorithm 

전신이라고 판별한 이미지를 상의, 하의 이미지로 분리시켜서 각각의 주 색상을 추출할 

때, 하의 이미지의 추출 범위를 고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의 이미지의 범위가 상의 

티셔츠나 벨트를 포함할 경우, 색깔이 있는 스타킹을 신은 경우, 다리를 많이 벌려서 배경

색이 많이 잡히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출 범위를 고정시키기 힘들다. 

 


